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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pidural anesthesia has significantly advanced in neuraxial anesthesia and
analgesia. It is used for surgical anaesthesia and treatment of chronic pain.
Hearing loss during or after epidural anesthesia is rare, and it is known to occur
by the change of the intracranial pressure. Cerebrospinal fluid is connected with
perilymph in the cochlear and vestibule that is important to hearing and balance.
If the intracranial pressure is abruptly transferred to the inner ear, perilymph can
be leak, that called perilymphatic fistula, dizziness, and hearing loss can occur
suddenly. We report a 65-year-old woman who presented with acute onset
dizziness and hearing loss during the epidural nerve block for back pain, wherein
we speculated a possibility of perilymphatic fistula as the mechanism of hearing
loss and dizziness. The mechanism of dizziness and hearing loss was suspected
with perilymphatic fistula.
Res Vestib Sci 2018;17(4):170-174
Keywords: Sudden hearing loss; Epidural anesthesia; Pneumocephalus; Perilymph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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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stenosis) 등으로 인한 만성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도 이용되
고 있다.

경막외 마취(epidural anesthesia)는 가장 흔한 국소 마취

이러한 다양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저혈압, 심

기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지, 하지마비, 발작, 신경학적 손상, 신경근병, 말총증후

비뇨기과, 일반외과 등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많이 사용되

군(cauda equine syndrome)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

고있다. 또한 경막외 신경차단술(epidural nerve block)은 추

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합병증의 발생률

간판탈출증(intervertebral disk herniation), 척추관절강직증

은 상당히 낮으며 0.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히

(spondylosis), 신경근병(radiculopathy), 척추관협착증(spinal

청력 소실이나 어지럼과 같은 청각전정계(audiovest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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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이상은 0.2%–0.8%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증상은 대

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생리 식염수나 공기가 경막외 공

게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2].

간으로 주입되게 되면 두개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높아

경막외 차단술로 인한 청각전정계 이상은 수두증

진 압력은 와우도수관(cochlear aqueduct)을 통해 외림프공

(hydrocephalus), 미세색전(microemboli), 감염으로 그 기전

간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청력 소실이

이 설명될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소실로 인해 외림프의 압

나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는 외림프누공(perilymphatic

력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내림프수종(endolymphatic

fistula)을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7].

hydrops)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저자들은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중 loss of resistance

요추 천자 시 천자침이 극돌간인대(interspinous ligament)

technique중에 과주입된 공기에 의해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를 지나 삽입될 때 생리 식염수나 공기로 채워진 주사기를

난청과 어지럼으로 생각되는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연결하게 된다. 천자침을 계속 진입시키면 황색인대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ligamentum flavum)에 닿게 되는데 이는 주사기 내용물 주

증

입 시 저항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천자침이

례

경막외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생리 식염수나 공기가 저
항 없이 쉽게 주입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막외 공간을

65세 여자 환자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을 마취통증의학에서 ‘loss of

조절하기 위해 타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

resistance technique’ 이라 한다[6]. 이런 기법을 이용하다 의

차단술을 받았다.

Fig. 1. Brain computed tomographic image. Diffuse pneumocephalus. Axial view (A) and sagittal view (B).

Fig. 2. Pure tone audiogram after
hearing loss. Hearing threshold was
20 dB at right side (A) and no response at left si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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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진행하면서 술자는 경막외 공간을 확인하기 위

상범위였으나 좌측은 농 상태였다(Fig. 2). 전정기능검사

해 공기를 주입하였는데 이때 환자는 왼쪽 귀에서 폭발성

결과 양온교대안진검사(bithermal caloric test)상 좌측에서

의 소리와 함께 두통, 심한 회전성어지럼, 좌측 청력 소실

33% 반고리관 마비(canal paresis)가 확인되었고 누공검사

과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상 발생 후

(fistula test)를 포함하여 다른 항목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

즉시 시술은 중단되었고 절대안정을 취하며 본원 이비인

지 않았다(Fig. 3). 저자들은 이학적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

후과로 의뢰되었다. 증상이 발생한 직후 시행한 뇌

이 보이지 않으나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경막외 신경차단

computed tomography (CT)상 많은 양의 공기뇌증(pneumo-

술 시 주입된 공기로 인한 외림프누공이 의심되었다. 환자

cephalus)이 관찰되었으며 뇌 실질 내의 다른 특이 소견은

및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시험적 고실개방술

보이지 않았다(Fig. 1).

(exploratory tympanotomy)을 권유하였으나 수술적 치료는

이경 검사상 양쪽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Frenzel 고글검

거부하여 절대안정,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

사상 자발안진이 우측으로 관찰되었고 두진(head shaking)

다. 약물치료는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methylpred-

이후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두위안진(positional

nisolone 0.8 mg/kg)를 10일간 시행하였고 고실 내 스테로이

nystagmus) 및 소뇌기능검사(cerebellar function test)상 이상

드 주입술(dexamethasone 5 mg)을 2주간 4회 시행하였으며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역치는 정

전정 재활 치료도 약물치료와 함께 진행하였다. 증상 발생

Fig. 3. Caloric test in vestibular
function test. Left caloric response
was 33% weaker than right. SCV,
slow component velocity; avg, average; FI, fixation index; F, Fixation;
NF, nonfixation.

Fig. 4.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fter treatment. Hearing
threshold was 50 dB at left side.
nHL, normalized hear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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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에 시행한 뇌 CT상 공기뇌증은 호전되었으며 다른

는 못하였으나 발생 당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생각해

뇌실질에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보았을 때 경막외 공간의 확인을 위해 시행한 ‘loss of

이후 적극적인 전정 재활치료로 환자의 어지럼은 호전

resistance technique’ 중에 주입된 공기가 두개 내 공간으로

되었으며 자발안진 및 두진 후 안진 또한 관찰되지 않았고

들어가 두개 내 압력을 증가시켰고, 이 압력이 내이로 전달

발생 1개월 후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되어 외림프누공을 발생시켜 급작스런 두통이나 폭발적인

response)상 좌측 청력은 50 dB로 회복되었다(Fig. 4).

소리, 청력 소실과 어지럼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외림프누공의 치료 목적은 청력의 회복과 어지럼의 호

고

찰

전이다. 첫 번째는 이번 증례처럼 침대 머리 쪽을 30도 정
도 거상하여 5일에서 7일간 침상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보

요추천자나 경막외 마취와 관련된 청력 소실은 1914년

는 것이다. 그 동안 발살바 조작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처음 보고가 되었으며 두개 내 압력 상승으로 인한 정원창

하고 안정제, 항현훈제, 하제 등을 투여하여 증상 완화에

누공은 1970년에 Stroud와 Calcaterra가 처음으로 보고하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런 비 수술적 방법으로 30%–40%에

다. 이후 여러 문헌들을 통해 두개 내 압력이 상승될 경우

서 호전될 수 있다. 만약 비수술적 방법으로 호전이 없거나

지주막하 공간과 와우도수관을 통해 높아진 압력이 내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로 전달되게 되고 이로 인해 외림프누공이 발생할 수 있다

한다. 수술은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험적 고실개방술을

고 알려졌다[8].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정원창 난원창 주변에 액체 저류가

외림프누공은 림프액으로 채워진 내이와 공기로 채워진
중이 사이에 교통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외림프누공이 발

있거나 외림프누공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외림프누공을 확
진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13].

생했을 때에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막외 마취 또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 공간에

영구적인 난청과 조절되지 않는 어지럼이 남을 수 있다.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의 전달을 막게 되고 이를 통해

병태생리로는 외측폭발이론(explosive theory)과 내측폭

통증 조절이나 수술적 치료에 필요한 마취를 목적으로 사

발이론(implosive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측폭발이론

용될 수 있다. 이 술기를 시행할 때 경막외 공간의 확인을

의 경우 이번 증례처럼 상승된 두개 내 압력이 와우도수관

위해 이용하는 ‘loss of resistance technique’ 기법은 시술 시

을 통해 내이로 전달되게 되면 이로 인해 난원창 막의 파열

에 술자로 하여금 과도한 생리 식염수나 공기가 주입되지

이나 등골 윤상 인대의 파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술기 직후 환자가 청력 소실

내측폭발이론은 발살바 조작이나 대기압의 급격한 변화로

이나 어지럼을 호소한다면 외림프누공을 의심하고 적절한

인해 중이강 내의 압력이 상승되게 되면 이는 정원창 막을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감별할 수 있어야

내측으로 파열시키거나 등골 족판이 내측으로 탈구된다는

하며 일단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영구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9]. 그리고 외측폭발이나 내측폭

적인 청력 소실을 막아야 한다. 이번 증례에서는 두개내압

발 이외에 종양이나 외상 또는 이과적 수술로 인한 직접적

증가에 의한 외측폭발 기전으로 발생한 외림프누공이 강

인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10].

력히 의심되었으나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시험적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외림프누공 이외에 청력 소실

고실개방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

과 어지럼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로는 내이신경

한다. 만약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극적이

(vestibulocochlear nerve)의 늘어짐, 내이도 내부로 팽장한

고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뇌수막류(meningocele), 뇌척수액 손실로 인한 내림프수종
가능성 등도 보고되어 있으나 이번 증례에서는 환자가 느

중심 단어: 돌발성난청, 경막외 마취, 기뇌증, 외림프누공

낀 폭발성 소리와 직후 발생한 어지럼과 난청을 고려했을
때 외림프누공이 가장 의심되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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